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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켜기

① 메인 전원을 켭니다.

② PC 전원을 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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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01



Micro Studio Mini 아이콘을클릭합니다.

녹화하기

01 . 실 행

0202



바탕화면에 [강의 유형 선택] 창이 나타납니다.

① 강의 준비 : 강의 유형을 선택합니다.(교안 및 강의 유형에 따른 세부 설정을 합니다.)

② 녹화 실행 : 미리보기 또는 녹화시작을 선택합니다. (단축키 Win + Num1)

Step02

강의 유형을 선택하면 툴바가 실행됩니다.

[Micro Studio Mini 화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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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화하기

02 . 강의 준비 및 녹화

0303



“손카메라” 유형을 선택하면

상단모니터에 콘텐츠 Sample 표시되고, 

세부 설정창이 실행됩니다.

Step02

녹화하기 - 손카메라

① 강의 준비

“교안 유형” 선택 한 후, “강의시작”을 실행합니다.

- PPT : PPT 파일을 사용하여 녹화합니다.

- 화이트보드 : 화이트보드 판서 사용합니다.

- 바탕화면 : 화면 전체를 녹화할 때 사용합니다.

교안 자료는 미리 준비하여 실행합니다..

교안을 PPT유형과 PPT파일 경로를 선택한 후 [강의시작] 실행하면

PPT의 슬라이드쇼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. 

[세부 설정 창]

[강의 유형 선택 창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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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
녹화하기 - 손카메라

“미리보기” 를 클릭하여 미리보기를 실행합니다. 볼륨 게이지 바에 음성신호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

“녹화 시작”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“Win + Num1”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.

- 3초의 카운트다운 후에 녹화가 시작됩니다.

녹화를끝내려면 “녹화 종료” 버튼을클릭하거나, 키보드의 “Win + Num3” 버튼을누릅니다.

- 일시정지 : Win + Num2,  마우스/펜 모드 전환 : Ctrl + Alt + Num1

0505

② 녹화 실행



“손이미지” 유형을 선택하면

상단모니터에 콘텐츠 Sample 표시되고,

세부 설정창이 실행됩니다.

(Hand Image 유형는 판서 시에만,

가상의 손이미지가 표시됩니다.)

Step02

녹화하기 - 손이미지

① 강의 준비

“교안 유형” 및 “Hand Image”를 선택 한 후, 

“강의시작”을 실행합니다.

- PPT : PPT 파일을 사용하여 녹화합니다.

- 화이트보드 : 화이트보드 판서 사용합니다.

- 바탕화면 : 화면 전체를 녹화할 때 사용합니다.

교안 자료는 미리 준비하여 실행합니다.

교안을 PPT유형과 PPT파일 경로를 선택한 후 [강의시작] 실행하면

PPT의 슬라이드쇼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. 

[세부 설정 창]

[강의 유형 선택 창]

0808



Step02

녹화하기 - 손이미지

“미리보기” 를 클릭하여 미리보기를 실행합니다. 볼륨 게이지 바에 음성신호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

“녹화 시작”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“Win + Num1”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.

- 3초의 카운트다운 후에 녹화가 시작됩니다.

녹화를끝내려면 “녹화 종료” 버튼을클릭하거나, 키보드의 “Win + Num3” 버튼을누릅니다.

- 일시정지 : Win + Num2,  마우스/펜 모드 전환 : Ctrl + Alt + Num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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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녹화 실행



“손스케치” 유형을 선택하면

상단모니터에 콘텐츠 Sample 표시되고,

세부 설정창이 실행됩니다.

Step02

녹화하기 - 손스케치

① 강의 준비

“교안 유형” 및 “Effect”를 선택 한 후, 

“강의시작”을 실행합니다.

- PPT : PPT 파일을 사용하여 녹화합니다.

- 화이트보드 : 화이트보드 판서 사용합니다.

- 바탕화면 : 화면 전체를 녹화할 때 사용합니다.

교안 자료는 미리 준비하여 실행합니다.

교안을 PPT유형과 PPT파일 경로를 선택한 후 [강의시작] 실행하면

PPT의 슬라이드쇼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. 

[세부 설정 창]

[강의 유형 선택 창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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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
녹화하기 - 손스케치

“Preview” 를 클릭하여 미리보기를 실행합니다. 볼륨 게이지 바에 음성신호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

“녹화 시작”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“Win + Num1”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.

- 3초의 카운트다운 후에 녹화가 시작됩니다.

녹화를끝내려면 “녹화 종료” 버튼을클릭하거나, 키보드의 “Win + Num3” 버튼을누릅니다.

- 일시정지 : Win + Num2,  마우스/펜 모드 전환 : Ctrl + Alt + Num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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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녹화 실행



“실물강의” 유형을 선택하면,

상단모니터에 콘텐츠 Sample 

표시됩니다.

Step02

녹화하기 - 실물강의

① 강의 준비

“실물 강의용 상판”을 설치한 후

상단 모니터에서 “강의시작”을 실행합니다.

[세부 설정 창]

[강의 유형 선택 창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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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
녹화하기 - 실물강의

“미리보기” 를 클릭하여 미리보기를 실행합니다. 볼륨 게이지 바에 음성신호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

“녹화 시작”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“Win + Num1”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.

- 3초의 카운트다운 후에 녹화가 시작됩니다.

녹화를끝내려면 “녹화 종료” 버튼을클릭하거나, 키보드의 “Win + Num3” 버튼을누릅니다.

- 일시정지 : Win + Num2,  마우스/펜 모드 전환 : Ctrl + Alt + Num1

1111

② 녹화 실행

실물강의 영상 확대/축소 도구

1
2 3

4

5

6

① 초기화

② 왼쪽으로 이동

③ 오른쪽으로 이동

④ 위로 이동

⑤ 아래로 이동

⑥ 확대/축소



“화면 속 화면” 유형을 선택하면

상단모니터에 콘텐츠 Sample 

표시됩니다.

Step02

녹화하기 - 화면 속 화면

① 강의 준비

“교안 유형” 및 “레이아웃”를 선택 한 후, 

“강의시작”을 실행합니다.

- PPT : PPT 파일을 사용하여 녹화합니다.

- 화이트보드 : 화이트보드 판서 사용합니다.

- 바탕화면 : 화면 전체를 녹화할 때 사용합니다.

교안 자료는 미리 준비하여 실행합니다.

[세부 설정 창]

[강의 유형 선택 창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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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
녹화하기 - 화면 속 화면

“미리보기” 를 클릭하여 미리보기를 실행합니다. 볼륨 게이지 바에 음성신호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

“녹화 시작”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“Win + Num1”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.

- 3초의 카운트다운 후에 녹화가 시작됩니다.

녹화를끝내려면 “녹화 종료” 버튼을클릭하거나, 키보드의 “Win + Num3” 버튼을누릅니다.

- 일시정지 : Win + Num2,  마우스/펜 모드 전환 : Ctrl + Alt + Num1

1313

② 녹화 실행

“webcam” 를 선택하여 위치 변경 및 크기를 변경합니다.
[Alt]키를 누른 상태에서 웹캠 영역을 Crop합니다.

1

2

3

4

강의 유형 및 레이아웃 변경 도구

① 좌측 상단 ② 우측 상단

③ 좌측 하단 ④ 우측 하단



“텍스트 오버레이” 유형을 선택하면

상단모니터에 콘텐츠 Sample 

표시됩니다.

Step02

녹화하기 - 텍스트 오버레이

① 강의 준비

자막으로 사용할 “PPT” 파일을 선택하고,

자막 레이아웃을 선택한 후 “강의시작”을 실행합니다.

[세부 설정 창]

[강의 유형 선택 창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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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안을 PPT유형과 PPT파일 경로를 선택한 후 [Start recording] 실행하면

PPT의 슬라이드쇼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. 

PPT 슬라이드 마스터의 배경색을 투명 처리하여 자막으로 사용합니다.



Step02

녹화하기 - 텍스트 오버레이

“Preview” 를 클릭하여 미리보기를 실행합니다. 볼륨 게이지 바에 음성신호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

“녹화 시작”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“Win + Num1”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.

- 3초의 카운트다운 후에 녹화가 시작됩니다.

녹화를끝내려면 “녹화 종료” 버튼을클릭하거나, 키보드의 “Win + Num3” 버튼을누릅니다.

- 일시정지 : Win + Num2,  마우스/펜 모드 전환 : Ctrl + Alt + Num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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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녹화 실행

PPT 자막 레이아웃 도구

① 전체

② 좌측

③ 우측

④ Webcam 전체

1

2

3

4



“웹캠” 유형을 선택하면

상단모니터에 콘텐츠 Sample 

표시됩니다.

Step02

녹화하기 - 웹캠

① 강의 준비

“”강의시작”을 실행합니다.

[세부 설정 창]

[강의 유형 선택 창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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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
녹화하기 - 웹캠

② 녹화 실행

“미리보기” 를 클릭하여 미리보기를 실행합니다. 볼륨 게이지 바에 음성신호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

“녹화 시작”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“Win + Num1”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.

- 3초의 카운트다운 후에 녹화가 시작됩니다.

녹화를끝내려면 “녹화 종료” 버튼을클릭하거나, 키보드의 “Win + Num3” 버튼을누릅니다.

- 일시정지 : Win + Num2,  마우스/펜 모드 전환 : Ctrl + Alt + Num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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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음성전용” 유형을 선택하면

상단모니터에 콘텐츠 Sample 표시되고, 

세부 설정창이 실행됩니다.

Step02

녹화하기 - 음성전용

① 강의 준비

“교안 유형” 선택 한 후, “강의시작”을 실행합니다.

- PPT : PPT 파일을 사용하여 녹화합니다.

- 화이트보드 : 화이트보드 판서 사용합니다.

- 바탕화면 : 화면 전체를 녹화할 때 사용합니다.

교안 자료는 미리 준비하여 실행합니다.

교안을 PPT유형과 PPT파일 경로를 선택한 후 [강의시작] 실행하면

PPT의 슬라이드쇼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. 

[세부 설정 창]

[강의 유형 선택 창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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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
녹화하기 - 음성전용

“미리보기” 를 클릭하여 미리보기를 실행합니다. 볼륨 게이지 바에 음성신호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

“녹화 시작”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“Win + Num1”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.

- 3초의 카운트다운 후에 녹화가 시작됩니다.

녹화를끝내려면 “녹화 종료” 버튼을클릭하거나, 키보드의 “Win + Num3” 버튼을누릅니다.

- 일시정지 : Win + Num2,  마우스/펜 모드 전환 : Ctrl + Alt + Num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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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녹화 실행



Step02

편집하기

01 . 반디컷 실행

2020

녹화를 종료하면 “녹화된 콘텐츠 실행” 창이 나타납니다.

① “폴더열기”를 클릭하면 저장 경로가 “윈도우 탐색기＂에서 실행됩니다.

탐색기에서 확장자가 .bcpf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반디컷(Bandicut)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.

② “컷편집” 버튼을 클릭 하면, 반디컷(Bandicut)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.

1 2



Step02

편집하기

02 . 편집하기

2121

편집 구간 선택을 선택합니다.

★ 구간 목록은 슬라이드 이동 또는 일시정지

실행 시간 기준으로 자동 생성됩니다.

“시작 지점”과 “끝 지점” 선택한 후 “시작” 

버튼을 선택합니다.

★ 삭제할 NG구간을 제외한 시간 선택합니다.

끝 지점시작 지점

저장할 파일명 입력하고,

”구간 합치기” 체크 및 “시작” 버튼을

클릭합니다.

“열기” 또는 “재생” 을 선택합니다.

1

2

3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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